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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상피암 치료를 위한 항체 약물 접합체 개발 동향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과

최다솜ㆍ강수정ㆍ장인호ㆍ최영욱

The Development of Antibody-Drug Conjugates for Urothelial Carcinoma Treatment
Da Som Choi, Su Jeong Kang, In Ho Chang, Young Wook Choi
Department of Urology,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Urothelial cancer is the seventh most common cancer among men worldwide. Bacille de Calmette-Guérin is a
type of anticancer immunotherapy that has been used to treat targeted bladder cancer, but the number of patients
with treatment-refractory advanced urothelial cancer, patients has been increasing recently. To overcome this,
enfortumab vedotin (novel nectin-4 targeting antibody-drug conjugate) known as antibody-drug conjugate (ADC),
was approved. We describe the clinical development process of ADC and the potential for future development
as a bladder cancer treatment. (Korean J Urol Oncol 2021;19: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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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독성 미세소관 억제제인 monomethyl auristatin E이 효

서

14

론

소 절단성 링커 통해 연결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EV는 항암 및 면역치료 불응성 진행성 요로상피암 환자의
지난 수년 동안 암 치료법이 빠르게 발전하여 왔으나 진

일상적 임상 진료의 진입과 새로운 조합을 통해 효능을 향

행성 요로상피암에 대한 치료법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

상시키고 초기 치료법으로 전환을 위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

1-8

2019년 12월 미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이다. 이 종설을 통해 요로상피암의 치료제인 EV와 새로운

Administration, FDA)은 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s

항체약물중합체의 임상개발과정에 대해 중점을 두어 살펴

(FGFR) 표적 치료제와 5종의 면역관문억제제의 사용 승인

보고자 한다(Table 1).

었으나,

과 함께 진행성 요로상피암 치료를 위해 새로운 항체약물중
합체 enfortumab vedotin (EV)을 신속 승인하였다. 항체약
물중합체는 혈액암과

9-11

유방암

12,13

요로상피암

의 치료에 주로 사용되

었으나 EV는 항체약물중합체 중 최초로 요로상피암의 치

요로상피암은 비뇨기계 종양 중 두 번째로 발생하는 악성

료제로 승인을 획득하였다. EV는 대부분의 요로상피암에서

종양이며 전 세계적으로 남성암 중 7번째의 발병률을 갖는

과발현되는 항원 nectin-4에 직접 결합하는 단 클론 항체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

대부분의 요로상피암은 방광에서 시작

16
되어 비근침윤성으로 진단된다. 비근침윤성방광암(nonmus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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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asive bladder cancer, NMIBC)은 일반적으로 경요도 방광종
양절제술(transurethral removal of bladder tumour)을 시행하거
나 방광 내 Bacille de Calmette-Guérin (BCG) 주입술을 시행한
17
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용가능한 치료법에 반응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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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lecular characteristics of select novel antibody-drug conjugates
ADC

Target antigen

Enfortumab vedotin
Sadtuzumab govitecan
Trastuzumab deruxtecan

Nectin- 4
Trop-2
HER2

RC48
Gemtuzumab ozogamicin
Brentuximab vedotin
Inotuzumab ozogamicin
Polatuzumab vedotin
Trastuzumab emtansine

Chemical linker

Cytotoxic compound

Development status

MMAE
SN-38
Deruxtecan

Approved for mUC
Phase II in mUC
Phase 1 including mUC

HER2
CD33
CD30

Protease-cleavable
Acid-labile
Protease-cleavable
tetra peptide
Cathepsin-cleavable
Acid-cleavable hydrazone
Protease-cleavable

MMAE
Calicheamicin
MMAE

CD22
CD79b
HER2

Acid-cleavable
Protease-cleavable
Noncleavable thioether

Calicheamicin
MMAE
Emtansine

Phase II mUC
Approved for AML
Approved for lymphoma
(HL, ALCL, PTCL)
Approved for B-ALL
Approved for DLBCL
Approved for HER2+
breast cancer

ADC: antibody-drug conjugate, MMAE: monomethyl auristatin E, mUC: metastatinc urothelial carcinoma, RC48: distamab vedotin,
AML: acute myeloid leukemia, HL: Hodgkin lymphoma, ALCL: anaplastic large-cell lymphoma, PTCL: peripheral T-cell
lymphoma, B-ALL: B-cell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DLBCL: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지만 일부 고위험군 환자들은 국소 재발이 빈번하여 이를
18

재, PD-L1 발현이 높은 종양을 가진 cisplatin 부적격 환자

위한 표준 치료법인 근치적방광절제술은 다른 질환으로의

또는 carboplatin 부적격 환자만을 대상으로 면역관문억제

이환, 삶의 질 및 일상생활의 변화를 준다고 보고되고 있

제 단일요법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pembrolizumab or ate-

19

다.

비근침윤성방광암은 비뇨종양 외과전문의 영역으로

28

zolizumab).

최근 면역관문억제제치료법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증명함

백금계 항암요법의 후속치료제로 PD-L1 발현과 유·뮤와

으로써, 2020년 1월 pembrolizumab이 고위험 BCG 불응성

관계없이 5종의 PD-1/L1 항체에 대해 미국에서 치료제로

비근침윤성방광암의 치료제로 FDA 승인 받아 수술이 어려

승인되었다.

운 환자들에게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자의 변이를 갖는 국소 진행성 요로상피암 환자에서 치료

2,4-7

2019년 4월 FDA는 FGFR3 또는 FGFR2 유

근침윤성방광암(muscle invasive bladder cancer, MIBC)

를 위해 FGFR 억제제 erdafitinib을 긴급 사용을 승인하였

은 원격 전이와 림프절 전이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발

8
다. Erdafitinib은 백금기반 항암 및 면역관문억제제에 반응

생하고 있어

20-22

근치적방광절제술 후 cisplatin계 항암요법
23

의 시행이 MIBC의 표준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

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환자의 절반에서 재발성 전
21,22

하지 않는 환자 중 FGFR3의 이상이 있는 환자에 국한되어
사용이 허가되었다.
항체 약물 복합체들은 백혈병, 림프종, 유방암과 현재 요

최근 MIBC 환자 절반은 근치적방광절

로상피암 등 다양한 암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항체약

제술을 피하기 위해 최대 경요도절제술 및 화학·방사선 복

물복합체 EV는 최근 FDA에 승인되었고, 다른 표적에 대한

이가 나타나며,

24

cisplatin계 항암

항원들이 개발 중이다. 이 종설은 EV와 다른 항체약물중합

약물요법은 신기능 부전, 감각 신경성 청력 손실 또는 말초

체(antibody-drug conjugates, ADC)의 임상개발 과정에서

신경장애를 동반하고 있어,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수술적

얻어진 전임상 및 임상 data와 요로상피암의 치료에서 ADC

합 요법인 삼중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나,

치료에 기대고 있다.

25

의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두었다.

면역관문억제제가 등장 전, 전이성 요로상피암에 백금계
항암제 단독 투여만 한 경우 전체 생존기간 중간 값은 12–
26

16 개월에 불과하였다.

항체약물중합체

백금계 항암요법에 실패한 환자들

의 면역관문억제제치료 반응률은 20% 정도로 높지 않지만
1-4

항체약물중합체는 암세포의 표면 항원에 반응하는 항체

백

에 강한 세포독성을 가진 항암 약물이 결합된 구조로 되어

금계 항암요법은 6–9개월 동안만 반응이 지속되어, 장기 생

있다. 항체약물중합체는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항암 약물을

소수 집단에서 생존율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26

존율이 매우 낮다. 최근 화학면역 병용요법이 front-line 치
27

전달함으로 적은 용량으로도 유효한 항암효과를 보인다.

료법으로 활발하게 개발 중이지만 아직까지 cisplatin계 항

ADC는 항체, 링커, 항암약물로 구성되어 있다. 최적의 표적

암요법이 대부분의 환자에게 표준치료법으로 남아있다. 현

항원은 종양 세포에서만 매우 높게 발현하는 것이며,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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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원에의 결합은 ADC의 내포 작용을 촉매시키며 내재화를
29

T-DM1으로 알려진 trastuzumab emtansine은 단일 클론

ADC는 이전의 표적치료제와는 다르게, 세포

HER2 항체 trastuzumab과 미세 소관 세포독성 제제인 may-

성장 및 증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표면 단백질도

tansine (DM1)이 비절단형 thioether 링커로 결합된 구조로,

유도한다.

표적화하여 항종양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30

전이성 HER 양성 유방암의 보조 요법으로 사용시 생존율

항체약물복합체의 링커는 항암 약물의 전달 및 항체약물

13,46,47

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Trastuzumab der-

중합체의 구조적 안정에 중요하며 절단성 및 비절단성으로

uxtecan (개발명 DS-8201)은 trastuzumab을 기반으로 효소

분류할 수 있다. 비절단 링커는 일반적으로 체액 내 매우

절단성 펩티드 링커에 부착된 DNA 토포이소머라아제 I 억

안정적이며 ADC 구조에서 세포 내 리보솜 분해 후 남아있

제제를 종양세포에 전달한다.

는 탄두(warhead)와 아미노산 사이에 물리적인 연결을 유지

안정성과 효과는 전이된 HER2 양성 유방암 환자 및 위함

하며 항원을 발현하는 세포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한다. 이에

환자들에 임상1상 시험에서 입증되었다.

48

Trastuzumab deruxtecan의
49

HER2-양성 전이

비해 절단성 링커는 체액 내에서 불안정하며 작은 분자 세

성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2상 연구에서 trastu-

포독성 물질의 표적 항원 발현 유, 무와 관련없이 주변세포

zumab deruxtecan은 61%라는 놀라운 객관적 효과를 보였

29

12,49

으며, 이러한 효과는 평균 14.8개월간 유지되었다.

들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보

ADC에 강력한 독성 물질을 가진 특성으로 링커 화학 및

고를 기반으로 2019년 12월에 FDA는 HER 양성 전이성 유

독성 기술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면서면역항암치료에 매

방암 환자에 trastuzumab deruxtecan의 신속 사용을 승인하

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 화학요법 물질 이용하는 항암

였다.

약물은 전신적인 강한 세포 독성 문제와 탑제양의 제한으로
인해 ADC에 적용이 어렵다.

31,32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이상적인 항암약물은 nM-pM의 농도에서도 IC50을 가져야
33

하고,

진행성 요로상피암 치료제로의 항체약물중합체
Enfortumab Vedotin

다제 내성 단백질1 (MDR1)에 의한 내성을 회피할

수 있어야 한다.

34,35

Nectin은 면역글로블린 유사 단백질의 일종으로 세포간

현재 FDA에 승인된 항체약물중합체는 7종으로, 이중

신호전달과 세포 부착에 관여하고, 세포의 성장, 침윤 그리

gemtuzumab ozogamicin이 2000년에 첫번째로 신속 사용이

고 생존과 같이 종양 형성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

승인되었다. Gemtuzumab ozogamicin는 CD33 단일 클론

로 알려져 있으며,

항체에 이중 가닥 DNA 절단을 유도하는 강력한 항암제인

발현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되어있다. EV는 nectin-4 단일 클

calicheamicin을 hydrazine 링커로 결합된 항체약물중합체

론 항체에 MMAE가 효소 절단성 링커로 결합된 항체약물

로 급성골수성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 AML) 환자

중합체이다. EV-101 연구는 이전의 항암 및 면역관문억제

36-40

50-53

위,54 유방,55 폐암,56 방광암14,57에서

Brentuximab vedotin은 CD30

제에 불응을 보인 진행성 요로상피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에 결합하는 ADC로 말초T세포 림프종, 역형성큰세포림프

임상1상 연구이다. EV를 28일을 주기로 1, 8, 15일에 투여

종(anaplastic large-cell lymphoma), 호지킨림프종(Hodgkin’s

하였으며, 부작용으로 투여가 불가능하거나 암의 진행을 보

lymphoma)의 치료에 승인되었고, anti-CD30 단 클론 항체에

이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1.25 mg/kg의 용량으로 투여하였

항 미세소관 항암제인 monomethyl auristatin E (MMAE)가

다. 112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 결과로 43%의 환

에게 사용이 승인되었다.

41

효소 절단성 링커로 연결된 중합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초
42-44

기 임상시험에서 높은 반응율에 기초하여,

brentuximab

vedotin은 2011년 FDA 사용 승인과 더불어 다른 CD30 양

58

자에서 반응을 보였고, 그중 5명의 환자는 완전관해를 보였
으며,

58,59

치료와 관련된 부작용으로는 말초 감각 신경장애

(38%), 피로(53%)와 탈모(46%)가 있었다.

성 림프종으로의 사용 확대를 위해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

EV-201 연구는 항암 및 면역관문억제제 불응성 진행성

다. Inotuzumab ozogamicin은 재발하거나 불응성 B세포 전

요로상피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2상 임상연구로 항암 및 면

구 만성림프성백혈병(B-ALL) 치료를 위해 2017년 FDA에

역관문억제제 치료에도 진행하는 국소진행 혹은 전이성 요

11

마지막으로 polatuzumab vedotin

로상피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1과 cisplatin 항암치

은 CD79b를 표적으로 하는 ADC로 무작위 임상2상 연구에

료를 수행할 수 없으며 면역관문억제제 불응성 환자를 대상

서 재발하거나 불응성 미만성 거대 B 세포 림프종 치료를

으로 한 코호트 2로 구성되어 있다(Table 2). EV는 28일을

위해 표준치료법인 bendamustine 및 rituximab과의 병용요

주기로 1, 8, 15일에 1.25 mg/kg의 용량으로 투여하였다. 코

법을 비교한 결과 반응률의 상승(40% vs. 18%)을 보여

호트 1은 미국과 일본에서 12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

서 사용 승인을 받았다.

45

2019년 신속사용이 승인되었다.

60

를 수행하였으며, 90%의 환자에서 다른 장기로의 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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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data supporting accelerated regulatory approval of enfortumab vedotin in advanced urothelial cancer
Trial

Design

Setting

EV-101

Single-arm
phase I

EV-201
(cohort 1)

Single-arm
phase II

Platinum- and
checkpoint
blockade- refractory
Platinum- and
checkpoint,
blockade- refractory

No. of
patients

ORR

Median
duration of
response

Median
progressionfree survival

Median
overall
survival

112

45% (11% CR,
phase 34% PR)

7.5 months

6.6 months
(estimated)

123 months
(estimated)

125

44% (12% CR,
32% PR)

7.6 months

5.8 months
(estimated)

11.7 months
(estimated)

ORR: objective response rate, CR: complete response, PR: partial response.

보였으며 특히 42%에서는 간으로의 전이를 보였다. 또한

초 신경염(53%)으로 EV 단일 치료와 비슷하였다. 4명(9%)

대상환자들은 적어도 3차례 이상의 항암 혹은 면역 치료를

의 환자들에서 말초신경병증이 보고되었으며, 3등급 이상

받은 경험이 있었다. 대상 환자들 중 15명(12%)의 환자에서

을 보인 환자 2명은 치료를 중단했다. 33명(73.3%)의 환자

는 완전관해를 포함하여 44%에서 객관적인 반응을 보였으

들에서 객관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93%의 환자들에서는 종

며, 반응기간의 중간값은 7.6개월이었다. 추적 관찰 중간값

양 수축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gemcitabine, 백금계항

인 10.2개월에 평가된 무진행생존율은 5.8개월이었다. 부작

암제, atezolizumab 병합요법의 임상2상연구인 IMvigor130

용으로 피로(50%)와 탈모(49%) 말초신경염(40%)이 있으며

에서 보인 44%의 반응률과 비교 시 상당히 긍정적 결과로

3등급이상의 부작용은 2%에서 보고되었고, 중성구감소증

보인다.

(8%), 빈혈(7%)이 보고되어 있다. 고혈당의 경우 11% 환자

한 추적 관찰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점은 추후 최종 결과를

에 보고되었으며 1명의 환자에서 4등급 이상의 고혈당이 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39

그러나 반응을 보인 환자들에서 그 지속 간에 대

고되었다.
현재 백금계 항암제 불응성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에서
4
61
pembrolizumab 혹은 atezolizumab 무작위 임상3상 연구

Trop-2를 표적으로 하는 항체약물복합체
Sacituzumab Govitecan

62
와 2차 항암제인 docetaxel, paclitaxel, vinflunine의 반응율

은 11%–13% 정도이며 완전관해는 드물게 관찰되었다. 또

Sacituzumab govitecan (SG)은 Trop-2 단일 클론 항체에

한 항암 및 면역관문억제제 불응성의 경우 docetaxel의 반응

irinotecan의 활성 대사 산물 SN-38을 산도 변화에 따라 분

율은 11%로 보고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FDA

리되는 링커로 결합된 항체약물복합체이다.

는 항암 및 면역관문억제제 불응성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

에 있는 표면 항원으로 알려진 Trop-2는 세포의 성장과 이

에서 EV의 신속 사용을 승인하였다.

동에 관여하는 세포막 관통 칼슘신호전달 당단백질로, 요로

EV-301 연구는 국제 무작위 배정 임상3상연구로 이전에

69-76

DNA topoisomerase I 억제제인 irinote-

로 알려져 있다.

은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 550명을 대상으로 EV 단일 치

can은 항종양제 활성을 가지고 있다.

63,64

시행할 예정이다(Table 3).

EV-103 (NCT03288545) 연

세포 영양막

상피암을 포함하여 다양한 상피암들에서 과발현하는 것으

백금계 항암 치료 및 면역관문억제제 불응성 국소 진행 혹
료 혹은 docetaxel, paclitaxel 혹은 vinflunine과 병합 요법을

68

77

SG의 일반적인 치료 부작용으로는 호중구감소증이 있으
78

며 10 mg/kg를 적정용량으로 사용한다.

2019 ASCO 비뇨

65-67

기종양심포지엄에서 백금계항암제 불응성 혹은 부적합한

백금계 항암 요법에 불응성을 보이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전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SG를 투여한 1, 2상

이성 요로상피암 환자들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20

임상연구가 보고되었는데,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ASCO) 비뇨기종

관적인 반응율을 보였다. TROPHY-U-01는 전이성 요로상

양심포지엄에서 보고된 예비 자료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

피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임상2상 연구로 백금계 항

자에서 cisplatin 부적합한 환자들을 위한 최적의 용량으로

암제와 면역관문억제제 치료에도 진행하는 전이성 요로상

EV 1.25 mg/kg에 pembrolizumab (200 mg)이 추가된 것이

피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1과 백금계항암치료를 수

었으며, 치료 관련된 부작용으로 피로(50%), 탈모(49%), 말

행할 수 없으며 면역관문억제제 불응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구는 pembrolizumab과 EV의 병합요법 임상1b상연구로

79

45명의 환자 중 31.3%에서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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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ngoing trials of novel antibody-drug conjugates in advanced urothelial cancer
ADC
Nectin-4/
enfortumab vedotin

Trial

Design

EV-302
(NCT04223856)

Randomized
phase III

EV-201 (cohort 2) Single-arm
(NCT03219333)
phase II
EV-301
Randomized
(NCT03474107)
phase III
EV-103
(NCT03288545)

Multicohort
phase 1/II

Setting

Primary
endpoint(s)

Arm(s)/cohort(s)

Front-line,
cisplatin-eligible
Platinum-naive and
cisplatin-ineligible
Platinum- and
checkpoint
blockade-refractory
Multiple*

(1)
(2)
(3)
EV

EV+Pembro
Gem/Cis or Gem/Carbo
EV+Pembro+Cis or Carbo
monotherapy

PFS &
OS
ORR

(1) EV monotherapy
OS
(2) Chemotherapy (docetaxel,
vinflunine, or paclitaxel)
(1) EV monotherapy
Safety &
(2) EV+Pembro
ORR
(3) EV+Pembro+(Cis or Carbo)
(4) EV+Cis
(5) EV+Carbo
(6) EV+Gem
Atezo+EV
ORR

Trop-2/
MORPHEUS mUC Multicohort Platinum-refractory
sacituzumab govitecan (NCT03869190)
phase 1/II
TROPHY-U-01
Single-arm
Checkpoint blockade Sacituzumab govitecan
refractory and
(NCT03547973)
multicohort
platinum-refractory
phase II
or ineligible
Her-2
NCT03523572
Multicohort Platinum-refractory
Trastuzumab deruxtecan+Nivo
phase lb
NCT04073602
Single arm
ChemotherapyRC48-ADC monotherapy
phase II
refractory

ORR

Safety &
ORR
ORR

EV: enfortumab vedotin, Pembro: pembrolizumab, Gem: gemcitabine, Cis: cisplatin, Carbo: carboplatin, Atezo: atezolizumab,
RC48: disitamab vedotin, ADC: antibody-drug conjugate, PFS: progression-free survival, OS: overall survival, ORR: objective
response rate, MIBC: muscle invasive bladder cancer, pCR: pathologic complete response.
*Two cohorts of MIBC will assess pCR rate.

코호트 2로 구성되어 있다. 코호트 1에서 35명이 참여하였

유전자의 돌연변이 및 과발현이 요로상피암에서 관찰되고

고, 29%의 환자에서 객관적인 반응률을 보였고, 그중 2%는

있고, 특히 방광암의 경우 위암 및 유방암과 함께 HER2 면

완전관해를 보였으며, 치료와 관련된 부작용으로는 열성중

역염색에서 발현이 높게 관찰되었다. 유방암에서의 효과와

성구 감소가 66% (그중 26%는 중성구 감소증 등급 4)가

는 다르게 HER2 억제제들은 mUC에서 효과를 보여주지 못

있으며 9명은 성장 인자를 투여 받았다. 또 다른 흔한 부작

하였으나, HER2를 표적으로 하는 항체약물중합체들이 개

용들은 탈모(74%), 설사(57%)가 있었다.

발되고 있다.

85-88

2018년 ASCO 비뇨기종양 심포지엄에서 새로운 HER2를

전이성 요로상피암을 표적으로 하는 HER2
항체약물중합체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항체약물중합체 RC48에 대한 연구
가 보고되었는데, HER2를 과발현하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 24명 중 33.3%가 객관적 반응률을 보였고 이중 절반

HER2 (인간 상피 세포 증식 인자 수용체 2)는 타이로신

의 환자에서 부분관해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치료과정에

인산화효소 수용체의 Erbb 단백질 그룹에속해 있으며, 미토

서의 부작용으로는 간기능이상(50%), 호중구 감소증(33%,

겐이 활성 단백질 키나아제 신호 경로의 활성화를 통해 암

3등급 이상은 10%), 말초신경병증(23%) 등이 관찰되었으

세포의 성장과 침윤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ER2

며, 2주마다 2.0 mg/kg를 투여하였다.

80

81

88

전이성 요로상피암

는 유방암 과 위암 의 훌륭한 표적이지만 요로상피암을 위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한 RC48의 임상2상시험이 진행 중이

한 HER2 표적 치료에 대해서는 FDA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

다.

82,83

았다. 하지만 유전자검사

84

및 면역화학염색 에서 H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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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가 승인한 요로상피암 항체약물중합체로는 EV가 유

비근침윤성방광암에 대한 방광 내 항체중합약물요법

일하지만, 새로운 항체약물중합체에서도 의미 있는 데이터
들이 나오고 있다. SG는 Trop-2 표적으로 하는 항체약물중

최근 몇 년 동안 요로상피암에 대한 치료제 개발이 전이

합체로 cisplatin 부적합 및 면역관문억제제 불응성 환자를

성 요로상피암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진행의 위험성이 큰

대상으로 한 임상2상연구에서 29%의 반응률을 보였다. 또

BCG 불응성 비근침윤성방광암에 대해 전신 pembrolizumab

한, 요로상피암에서 HER2의 과발현이 관찰되었고, 이를 표

요법이 FDA 승인을 받았다. NMIBC에 대한 항체약물중합

적으로 하는 항체약물중합체인 RC48이 전이성 요로상피암

체 oportuzumab monatox (OM) 방광 내 주입 요법이 임상

에서 높은 반응률을 나타내었다 최근 전이성 HER2+ 유방

연구를 시행 중이다.

암 치료제로 승인된 항체약물중합체 Trastuzumab der-

OM은 EpCAM에 대한 단일클론 항체 싱글체인(scFv)에
89,90

uxtecan과 면역관문억제제 nivolumab의 요로상피암에 대한

녹농균 외독소 A가 결합된 유사 항체약물중합체이다.

병용치료에 대한 임상연구가 진행중이며, 앞으로의 결과가

EpCAM은 요로상피암을 포함하여 다양한 암종에서 과발현

매우 기대된다.

91

하는 세포막관통 당단백질이다.

BCG 불응성 비근침윤방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

광암 환자 63명을 대상으로 한 OM 방광 내 주입요법 임상1
92

상시험 에서 주입 12주까지 39%의 환자에서 요세포검사
및 방광경검사상 방광암의 재발이 관찰되지 않았다. BCG치료 불응성 요로상피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OM의 효능
평가 임상2상 연구는

93

저자들은 이 논문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음을
명시합니다.

매주 1번씩 6주간 주입하는 코호트

1과 매주 2번씩 6주간 주입하는 코호트 2로 나누어 진행되
었다. 45명의 환자들 중 20명(44%)은 완전관해가 관찰되었
고, 이는 BCG 불응성 비근침윤성방광암 환자에서 전신 면
역관문억제제요법의 효과와 비교 시에 고무적인 결과를 보
였다. 하지만 18–25개월까지의 관찰에서 무재발이 단지
16%에서만 관찰되었으며 코호트 1 및 2의 재발의 중앙값은
274일과 408일이었다. 현재 면역관문억제제인 durvalumab
(NCT03258593)과의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1상연구가 진행
중이다.

결

론

항체약물중합체는 백혈병, 림프종, 유방암, 요로상피암
등 다양한 암에 걸쳐 효능을 입증하기 시작한 신개념의 치
료제로 부상하고 있다. EV는 Nectin-4을 타겟으로 하는 항
체약물중합체로 임상2상시험에서 관찰된 백금계 항암제 불
응성 및 면역관문억제제 불응성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의
높은 반응율을 근거로 최근 FDA에서 신속사용 승인을 받
았다. 무작위배정 임상3상연구와 동시에 EV는 백금계 항암
화학요법과 면역치료요법의 병합요법도 연구되고 있다. EV
와 pembrolizumab의 병합요법은 cisplatin 부적합 환자들 사
이에 최선의 전이 조건에서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의 73%
의 객관적 반응율을 보여주며, 이러한 반응이 대부분은 장
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진행될 임상시험
에서 EV와 면역관문억제제요법 및 백금계항암화학요법의
최적의 병용치료법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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